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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화콘텐츠가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여 성장한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
나 문화콘텐츠 개념 규정 및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가진 폭넓은 의미의 자장을 포괄하면서도 핵심을 통어하
는 주요 개념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는 21세기의 놀이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놀이에서 문화콘텐츠학을 정
초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개념적 범주 즉, 모방, 미학, 권력을 중심으로 각각에서 
놀이가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감성, 예술, 지각, 인식, 교육, 
우연, 힘, 헤게모니, 계급, 종교, 의례, 육체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어 다채롭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놀이 개념의 이러한 다양한 활용법은 문화콘텐츠 연구자들에게 일정 부분 놀이의 관점에서 문화콘텐
츠를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중심어 :∣문화콘텐츠∣놀이∣모방∣미학∣권력∣
Abstract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cultural contents were newly emerged in the late 1990s and grown 
in our society. However, efforts to establish culture contents concept and to establish cultural contents 
as a separate discipline are relatively poor.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 failed to cover the broad sense of the word ‘cultural contents’ and to present a key concept 
through the co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securing the conceptual resource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cultural contents within play, under the premise that cultural contents should be play 
studies in the 21st century.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of play in each of 
the three conceptual categories, ie, mimesis, aesthetics, and power, which are deemed to be related 
to the meaning of cultural contents that we currently use.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play 
is used in various ways in connection with various concepts such as emotion, art, percept, cognition, 
education, coincidence, power, hegemony, class, religion, ritual. These various uses of play concept can 
give cultural contents researchers an opportunity to study cultural contents from a pla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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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화콘텐츠가 1990년대 후반 우리 사회 산업계, 교육
계, 문화계에서 새롭게 부상하여 성장한 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1999년에 제정되
었고 2000년에 콘텐츠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국콘텐츠
학회가 설립되었다. 2002년에는 문화콘텐츠학이라는 이
름을 가진 학과가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3년에는 문화
콘텐츠가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제 문화콘텐츠가 성장해 온 시간도 적지 않고 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도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고 있
다. 그러나 이에 비해 문화콘텐츠 개념 규정 및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물론 문화콘텐츠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
이라든가 이에 대한 학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인문학 
배경의 문화콘텐츠 연구자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부 진행되어 왔다[1-4]. 

하지만 그 논의는 양적으로도 부족한 형편이며 제기된 
내용도 당위성에 그치거나, 일부는 문화콘텐츠 특정 하
위 장르에 한하여 연구되었다. 보다 더 큰 문제로 생각되
는 것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제시된 문제 제기에도 관련 
연구자들이 충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논의를 확장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담론 형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콘
텐츠 연구 역사가 다른 학문에 비해 일천하다는 점, 문화
콘텐츠에 상응하는 독자적 연구 방법론이 없다는 점, 문
화콘텐츠 연구자들이 다른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등.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
화콘텐츠라는 말이 가진 폭넓은 의미의 자장을 포괄하면
서도 핵심을 통어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학술적 합의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학문 – 물론 이 학문은 
과거의 폐쇄적인 분과학문이 아닌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열린 지식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으로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놀이’를 검토하
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이상하다. 문화콘텐
츠에서 특정 장르에 한정하여 놀이나 재미를 다루는 연

구는 상당한 반면에 문화콘텐츠와 놀이의 그 긴 한 상
관성을 생각해볼 때 문화콘텐츠를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
해 놀이를 문화콘텐츠의 핵심 개념으로 고찰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와 놀이의 상관성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우리
가 문화콘텐츠라고 부르는 몇몇 중 영화, 만화, 컴퓨터게
임 등은 재미, 오락, 여가와 관련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
서 놀이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놀이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개념 및 학문 정립에 대한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연구자들이 놀이와 
문화콘텐츠의 깊은 연관성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놀이
에 대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오랜 담론사가 있다는 것
을 놓치고 있어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
나 놀이야 말로 문화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놀
이에 대한 사유는 화수분 같은 깊고 넓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이 담론사에는 문화콘텐츠를 학문으로 
정초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념적 자원이 다채롭고 
풍부하게 존재한다.

물론 문화콘텐츠는 학술적으로는 개념이 아직 확립되
지 않았으며, 그 의미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연구자에 따
라 달리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콘텐츠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주요 속성을 디지털화된 정보로 보는 입장도 
있으며 재미나 오락으로 보는 입장, 문화적 산물로 보는 
입장 등등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진 입장은 놀이
를 통해 문화콘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
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
화콘텐츠가 가진 현재의 의미 영역에는 놀이와 무관하거
나 관련성이 적은 것들도 있지만, 문화콘텐츠에는 놀이
가 핵심적임을 강조하고 놀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광범
위하고, 파편화된 의미들을 정리·구조화하여 우리 사회
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식 체계를 확보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놀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를 학문으로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화콘텐츠학 정립
에 선행하는 연구로서 놀이를 둘러싼 의미 영역을 검토
하여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놀이에 대한 여러 철학적 개념
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콘텐츠를 학문으로 정립할 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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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
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에 대해 숙고하다보면 놀이를 무엇
과 관련짓느냐에 따라 여러 상이한 맥락과 의미를 파생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이가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
는 데 관련되는 경우 세계의 존재방식을 우발성으로 설
명하는 원리로, 놀이가 예술과 관련되는 경우 예술적 표
현의 창조적 힘으로, 놀이가 노동과 관련되는 경우 노동 
생산성을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놀이
는 관련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낳는다. 따라서 
놀이가 가진 의미의 다의성은 놀이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놀이 개념을 선별하여 그 의미
의 일부를 그려내고자 한다. 

장상호는 분과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6]. 첫째, 여타의 분과학문에 의
해 탐구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는 고유한 지식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대상을 탐구하는 방법론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고유한 개념체제와 방법들을 공유하
는 일단의 학문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자면 문화콘텐츠가 학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아직 
요원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문화콘텐츠의 핵심을 
놀이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문화콘텐츠 연구자들이 겪는 
문화콘텐츠의 정체성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들은 일부나
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놀이의 철학적 개념들

놀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들은 매우 다양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각 개념들의 함축적 의미 또
한 단순하지 않다. 수톤-스미스는 놀이의 분류라는 난제
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놀이를 7
가지 범주로 구분한 바 있다[7]. 그가 말하는 수사학이란 
놀이를 실체나 과학 또는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
한 문제들에 부여된 근원적인 이데올로기적 가치들을 해
부하기 위해 차용한 방법론이다. 수톤-스미스는 수많은 
놀이의 개념들을 발달, 운(運), 권력, 정체성, 상상적인 

것, 자아, 시시함이라는 7개의 수사학적 범주로 구분하
여 그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콘
텐츠의 의미와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개념적 
범주 즉, 모방(혹은 재현), 예술을 포함한 미학, 권력관계
(힘)를 중심으로 각각에서 놀이가 어떠한 의미를 획득하
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범주적 구분
은 시기적으로도 일정부분 구분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적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범주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명칭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놀이
의 의미가 다른 범주와 항상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이 속
한 범주 외적 의미들 또한 파생시킨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모방
놀이에 관한 사유에 있어 경쟁 놀이에 대한 관념과 함

께 모방(mimesis) 놀이는 가장 중요한 놀이 개념 가운
데 하나이다[8]. 모방 놀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놀이의 연관개념으로 모방이외에도 
인식의 문제와 예술의 문제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일종
의 공모 관계이다. 먼저 플라톤의 경우 그의 이데아-시
뮬라크르 모델에는 상층에는 완전한 실재성의 이데아가, 
반대편 맨 아래쪽 하층에는 어떠한 실재성도 가지지 못
하는 시뮬라크르가 자리하며, 이 시뮬라크르는 이데아와
는 어떠한 유사성도 가지지 못한 표면의 놀이로 취급된
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화가의 그림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의 모방으로, 이데아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방물
이기에 그가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추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9]. 왜냐하면 플라톤은 사물을 
모방할 때마다 실재성 감소하는데 모방을 본업으로 하는 
화가는 실재성이 덜한 표면 놀이를 행하는 자들로서 참
다운 진리에의 인식에 방해가 되며 결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술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플
라톤의 이러한 입장은 바디우가 “미메시스에 관한 플라
톤의 논쟁의 핵심은, 예술을 사물의 모방으로서가 아니
라 진리가 가져오는 효과의 모방으로 보는 것”[10]이라



문화콘텐츠학 정립을 위한 놀이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649

고 지적한 것처럼 예술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진리와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선진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대면하게 된 새
로운 다양한 놀이 양태들에 관한 최근의 널리 퍼져 있는 
해석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
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시각 중심의 디지털 미학을 “표면 놀이
(surface play)”로 명명하는 달리는 시각 중심의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기만당하는 것은 바로 핵
심이다. 의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 그 구조는 
매우 기본적이며, 함축된 의미 따위는 없다. 우리는 지금 
마술 쇼에 와 있고, 여기에서 속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으
며,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묘함에 새삼 감탄
하지 않을 수 없다[11].” 달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디지털 
미학의 요점은 표면 놀이는 단순히 의미 없는 놀이라기
보다는 의미 없는 인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플라톤적 논
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모방론이 인식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 그 자신의 예증 속에서 빈번하게 나
타나듯이 모방은 인식 이외에도 감각과 놀이의 문제로도 
다루어진다. “그 화가가 훌륭할 것 같으면, 목수를 그린 
다음 멀리서 보여주어, 진짜 목수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
로써 아이들과 생각 없는 사람들이 속아 넘아가게 하네.”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들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이 모방은 일종의 
놀이이지, 진지한 것이 못 된다는 것 ……”[12] 이렇듯 
플라톤에게 모방은 진리나 인식만의 문제가 아닌 감각과 
놀이의 문제로써 모방은 진리를 기만하고 인식 주체들을 
현혹하는 부정성으로 간주된다. 

플라톤은 그러나 놀이를 통해 혹은 놀이를 통해서만 
참다운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주의의 전복을 기획하는 들뢰즈
는 인식과 놀이의 문제에 관해 플라톤과는 전혀 상반되
는 입장을 내세웠다. “플라톤이 인간의 기의로서 제시한 
‘날개 없는 두발 동물’에 대해, 퀴니코스 학파의 디오게네
스는 날개털 뽑은 닭을 내던짐으로써 응수했다[13].” 이
렇듯 익살은 이상적 논리를 넘어 진실에 다가선다는 점
에서 전복적 힘을 함축한다. 익살은 이성적, 논리적, 인
과적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양식(good sense)이나 통념

/상식(common sense)과는 대비되는 감성적, 비논리
적, 비인과적 감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익살이 양식이나 통념과 모순되는 개념은 아닌데 모순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항을 전제하는 바, 익살은 양식
이나 통념의 일부 요소들을 취해서 전유하는 과정을 거
치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논증과 명제적 형태의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과 놀이 혹은 익살은 배
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14].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논하면서 모방에 대해 플라
톤과는 상이한 견해를 내놓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의 
기원을 무엇을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과 모방된 
사물에서 얻는 즐거움으로부터 찾았다. “시는 일반적으
로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두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인간 본성에 내
재한 것으로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하며, 처음에는 모방에 의하여 지식을 습
득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하여 쾌감을 느낀다[15].” 그리고 플라톤에게 시
인들은 국가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도로 미천한 존재였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가보다는 시인들이 더 철
학적이라며 추켜세운다.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16].” 
모방이 인간의 근본적인 내적 성향과 관계하므로 모방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
적 성향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플라톤과는 대비를 이룬
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을 통해 놀이를 이해
하고자 할 경우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째, 모방은 그 
뜻이 대상과 방식에 따라 여러 의미로 나누어짐에도 불
구하고 놀이와 이 놀이가 지시하는 어떤 대상과의 유사
성을 필연적으로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유사성을 말
할 수 있는 놀이만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아리스토텔
레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모방에서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유사한 것을 발견해
서 알아보는 즐거움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쾌
감에 선행하는 인식이 핵심적이다.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은 봄으로써 배우기 때문”[17]이다. 결국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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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이 가진 문제는 놀이와 이 놀이가 
지시하는 어떤 대상과의 유사성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므
로 유사성이 없거나 유사성을 인식하는 쾌감과는 무관해 
보이는 놀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사성을 전제하지 않으며 인식과 무관해 보이는 많은 
놀이를 제시할 수 있다. 파도 속에서 물과 어울려 노는 
놀이, 음악을 들으면서 흥에 겨워 깡총깡총 뛰는 놀이는 
모방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여가1)를 노동
과 대비하여 논하였다[18]. 여가와 노동의 상관성에 대
한 그의 논변은 놀이, 여가, 교육에 관한 이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삶 전체를 노동
과 여가, 전쟁과 평화로 양분되는 것으로 보면서 전쟁의 
목표는 평화이며 노동의 목표를 여가라 단언하였다[19].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동과 여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노동은 여가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 여가
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성실, 근면, 검약과 같은 근대적 
노동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낯선 이해이
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 윤리를 내면화한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 통상 여가는 노동을 위한 휴식, 재충전, 자
기개발의 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여가는 노동이라는 목적
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는 까닭이다[20].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노동이 아닌 여가가 삶
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가를 단순한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나 향락을 위한 시
간으로 본 것은 아니다. 시올라가 말하듯이 아리스토텔
레스에게 여가는 단순한 ‘자유시간’ 이상으로, 그것은 일
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며, 특
정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회[21]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
스토텔레스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에도 절제와 정의
감이 필요하고, 이를 익히기 위해 음악 교육과 같은 여가
를 선용하기 위한 교육의 당위성을 제시한 것이다[22]. 

1) 여가의 개념은 위락(recreation), 놀이 등과 매우 유사하다. 신현
주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여가라는 큰 영역 내에 위락, 관광,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으
며, 위락, 관광, 스포츠 또한 서로 중첩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여
가는 이동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관광과 구별되고, 활동성이 약하
다는 점에서 위락, 놀이와 구별된다. 신현주의 이러한 개념적 구분
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가는 노동을 벗어
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의 의미가 강하며 놀이는 자유로운 ‘활동’
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하여 자발적
으로 즐기는 모든 행위를 놀이로 간주한다.

여가의 선용을 위하여 교육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그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과는 매우 상이한 인식을 보
여준다. 그리고 여가에 대한 그의 이해는 여가와 노동의 
엄격한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연
구자들이 동의하듯이 현대에 여가와 노동의 이분법적 구
분은 타당하지 않기에 폐기되었다.

2. 미학
인간의 감성과 감각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의 이해는 근대의 미학적 전회(aesthetic turn) 이전까
지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
쳤다. 서양 철학사가 플라톤으로 대변되듯이 감성을 찰
나적이고 유동적이며 비실재적인 것으로 간주한 로고스
중심주의적 사유로 말미암아 놀이는 사유의 외부2)로 
려나 있었던 것이다[23]. 

로고스의 보편성을 믿는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놀이는 
감성의 문제인 만큼 배제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부정성으
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18세기 미학의 성립과 접한 관
련을 맺는 놀이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 놀이는 
그 부정성으로 인해 사유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
으나 칸트와 쉴러가 그들의 사상을 전개하기 위해 놀이
를 적용함으로써 철학적 사유에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비록 놀이는 이성과 논리에 비해 여전히 부차
적인 지위에 머물러있으나 칸트와 쉴러에 의해 미학의 
필수 요소로 도입됨으로써 반합리적, 주관적이라는 부정
적 평가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낭만주의시기에 놀이 연구자들에게 핵심적인 현상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서 상상력에게 중심적 능력을 부여
하였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약 
2,000년 동안 예술과 놀이는 지식의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왔다. 미학에 놀이를 필수적
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미학에 윤리적 힘(moral 
power)을 부여함으로써, 서구사회에서 놀이는 최초로 
잠재적으로 고귀한 것이 되었다[24].

2) 물론 이는 놀이에 대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진술이다. 일상의 층
위에서 놀이는 도처에서 쉽게 발견되고 그만큼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휴즈는 서구의 고대에서부터 20세기까지의 아
이들의 놀이에 대한 성인의 태도를 간략하지만 유용하도록 요약
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는 것이 시기와 지역별로 놀이에 대한 관념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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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미학적 전회를 알리는 칸트는 인식과 도덕을 
예술을 매개로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며, 칸트를 비판적으
로 계승하고자 하는 쉴러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예술
로 믿으면서 미적 자유로움을 통하여 인간은 참된 인간
이 될 수 있다고, 즉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미는 주관과는 별개인 객
관적 존재자이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속성
이다. 하지만 칸트는 미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전통
적인 합리주의적 이해를 거부하고 미는 주관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미가 데카르트의 철
학을 이어받는 바움가르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식 능력
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관의 쾌
나 불쾌 즉, 감성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취미판단
은 인식판단이 아니며, 그러니까 논리적이 아니라, 미감
적/감성적이다[25].” 칸트는 감성적 판단 능력인 취미판
단이 상상력(Einbildungskraft)과 지성(Verstand) 사이
의 합치와 조화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칸트에게 아름다
움을 판정하는 능력인 취미판단은 반성적 판단력으로 이
것은 보편이나 개념, 법칙 없는 판단을 뜻한다. 따라서 
취미판단에는 두 가지 인식능력인 상상력과 지성이 요구
되는데, 상상력은 감각적 직관의 다양성을 종합하며 지
성은 상상력에 의해 구조화된 자료를 개별 범주 아래로 
포섭한다. 그런데 상상력은 그 본성상 아무런 규칙도 가
지지 않고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지성은 엄
격한 규칙을 가진 범주에 종속적이다. 결국 취미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둘이 결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일종의 매개가 필요하며 이 매개를 칸트는 유희(Spiel)
로 설명한다.

한 취미판단에서의 표상방식의 주관적인 보편적 전달
가능성은, 특정한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생겨야 하
는 것이므로, 상상력과 지성 - 그것들이, 인식 일반을 
위해 그렇게 요구되듯이, 서로 부합하는 한에서 - 의 자
유로운 유희에서의 마음 상태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가 
없다[26].

『판단력 비판』에서 나타나는 칸트의 놀이 개념은 그러
나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놀이와 그 의미에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기보다는 주관의 “인식능력들을 매개하거나 
인식능력의 한계를 자각하는데 기여하는 역할”[27]을 하

는 것으로 여기에서 놀이는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를 위
한 수단으로써 ‘특정한 법칙이 없는 우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28]. 취미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이렇게 핵심적
인 역할을 하는 놀이 개념은 그러나 놀이에 관한 보다 직
접적인 논의라 할 수 있는 그의 다른 저서 『칸트의 교육
학 강의』에서는 상반된 이해를 보여준다. 즉 이 저서에
서 칸트는 놀이를 신체나 정신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위
해 관리되고 훈육되어야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칸트의 교육학 강의』에서 칸트는 놀이를 “모든 어린
아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자연적 본능”[29]에서 발
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칸트에게 있어서 유익한 놀이란 
“단지 놀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정한 의도와 궁극 
목적을 지닌 놀이”[30]라야 한다. 따라서 장님놀이는 감
각기관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연
습으로 유익하며, 트럼펫이나 드럼의 시끄러운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 
그네, 연날리기 등은 신체의 능력을 기르고 키우는데 유
익하기 때문에 장려되어도 좋다.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
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칸트는 전반적으로 아이
들을 덜 발전된 성인으로 간주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
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저작에서 칸트
는 놀이가 어떤 법칙과 목적을 갖지 않고 있지 않다면 금
지되어야 하는 부정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놀이를 긍
정성으로 바라보는 그의 미학론에서의 놀이 개념과는 대
립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는 놀이를 ‘법칙
이 없는 우연’으로 이해하면서 긍정하고 신비화시키는 
반면에 『칸트의 교육학 강의』에서는 법칙과 목적이 없는 
놀이를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칸트에게 미학
론에서의 놀이는 미를 판정하기 위해 상상력과 지성의 
일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숭고미가 판정되기 위해 상
상력과 이성의 일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며, 교
육론에서 놀이는 인간이 동물의 야만성에서 벗어나 이성
의 명령에 따르도록 훈육하는데 활용되거나 금지되어야 
하는 수단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놀이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근대의 미학적 전회와 맞물려 놀이 연구에 중요한 업
적을 남긴 쉴러의 놀이 개념은 칸트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저작 『인간의 미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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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정희는 놀이에 대한 쉴러의 
저작이 “놀이론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론으
로 알려져 있다[31].”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간명하면
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쉴러의 
다음과 같은 진술일 것이다. “인간은 말의 완전한 의미에
서 인간일 때에만 유희하고, 그가 유희할 때에만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32].” 이렇게 놀이에 관한 담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 저작의 목적은 칸트의 원리에 근
거하여 인간의 전체성인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패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근대의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적 인간 양성
을 위한 미적 교육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칸트를 계승하고자 하는 쉴러는 그러나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칸트와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진리를 오성 앞에 
인식시켜 주는 이 전문적 철학형식[칸트의 철학 - 인용
자]은 다시 진리를 감정 앞에서는 감추어버립니다[33].” 
즉 쉴러는 칸트의 체계를 따르지만 칸트의 철학은 진리
를 위해 지성이 감성을 무시한다고 진단하면서 감성의 
영역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신성[무한한 존재 - 
인용자]에 이르는 길은,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을 하나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인간의 감성속에 열
려 있습니다[34].” 주지하듯이 칸트는 온갖 종류의 무차
별적인 결정론에 맞서 인간의 의지, 자유, 자율성을 강조
하였으며 쉴러 또한 칸트의 자유의지 개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쉴러는 칸트의 자유 개념이 인간과 
인간의 미래를 위한 기획을 예비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
하였다. 쉴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 벌린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설명해준다.

실러는 칸트의 해결책에 반대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는, 그가 보기에 칸트의 의지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키기는 했으나, 칸트가 우리 앞에 제시한 길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된 칼뱅주의의 세계로 들어가
는 지극히 좁은 도덕의 길로,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연의 노리개가 되든가 칸트가 생각했
던 루터주의의 의무라는 엄격한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
는데, 이 길은 인간의 본성을 불구로 만들고 파괴하고 
구속하며 방해하는 길이었다[35].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
간성의 요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쉴러는 인간성의 근

원을 충동(Trieb)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인간성은 불변
하는 ‘인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로 구
분되어 기본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된다. 
“상태가 인격을 근거로 할 수도 인격이 상태를 근거로 
할 수도 없습니다[36].” 쉴러에게 인격은 이성이나 관념
이며 상태는 감성이나 물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각각 
대응하는 두 충동이 이성적 충동인 형식충동과 감성적 
충동인 질료충동이다. 그런데 인격과 상태가 구분되기는 
하지만 이 둘은 모순은 아닌 까닭에 양자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쉴러는 이 상호작용의 역할로서 유희충동을 도
입한다.

감성적 충동은 변화가 있기를, 시간이 내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형식충동은 시간이 지양되기를, 변화가 없기
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충동이 자신 속에서 결합
해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그 충동 (제가 이 명칭을 정당
화할 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유희충동Spieltrieb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
희충동은 시간 속에서 시간을 지양하고 생성과 절대적 
존재, 변화와 동일성의 결합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37].

우리는 앞에서 칸트의 놀이 개념이 인식능력들을 매개
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을 보았는데, 쉴러의 놀이 개념은 
이렇듯 칸트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칸트에
게서 인식능력들을 매개하는 놀이의 의미는 ‘우연’임을 
확인하였는데, 쉴러의 놀이의 의미 또한 바로 ‘우연’이다. 
“이 두 충동이 결합해서 작용하는 유희충동은 …… 우리
의 완전성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우연히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유희충동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연한 것으로 만
들기 때문에 …… ”[38]. 쉴러는 인간 전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조화
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희충동은 인간성의 
서로 다른 두 충동인 이성적 충동과 감성적 충동의 화해
를 매개하는 역할로 규정되었으며 유희충동의 핵심적인 
의미는 ‘우연’이었다. 결과적으로 『판단력 비판』에 나타
나는 칸트의 놀이 개념과 『인간 미적 교육』에 나타나는 
쉴러의 놀이 개념은 서로 다른 두 항을 매개하는 수단으
로 사용된다는 점과 그 핵심적 의미는 ‘우연’이라는 점에
서 일치[39] 한다.

이렇듯 18세기 미학의 성립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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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대의 놀이 개념은 칸트와 쉴러에 의해 “반합리적, 
폭력적, 자의적이라는 혐의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어”[40] 철학적 사유에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놀이 자체를 해
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학을 해명하기 위해 놀이를 
수단적으로 도입하였기에 이들의 연구는 놀이 자체에 대
한 본격적인 탐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후에 해
석학을 정초하는 가다머가 비판하듯이 칸트와 쉴러의 놀
이 개념은 대상에 대한 주관의 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으
로써 주객이원론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
할 수 있다.

3. 권력(힘)
놀이에 관한 연구의 흐름 가운데 하나는 놀이를 사회

적․문화적 차원에서 계급이나 권력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다. 놀이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진행한 수톤-스미스
가 분류한 일곱 가지 놀이의 수사학에 따르면 이러한 연
구 경향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은 ‘권력(힘)’이다. 놀이를 
권력의 문제로 파악하는 이들 이론에 따르면, 놀이는 사
회적 갈등을 전달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놀이의 
주요 사회적 형식은 사회 통치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고 조작되거나, 종속 계급은 그들의 감추어진 저
항이나 전복의 수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놀이 형식
들을 때로는 전도시킨다는 것이다[41]. 그러면서 수톤-
스미스는 “놀이와 권력을 숙고한다는 것은 전쟁, 헤게모
니, 충돌, 시합, 명예, 남성스러움, 경쟁, 저항과 같은 다
양한 이름들을 포괄”[42]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놀이가 헤게모니의 유지나 그것의 전복
을 위한 저항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다. 

라 보에티는 16세기 중엽 그의 젊은 시절 민중에 대한 
강렬한 연민에 휩싸여 쓴 저작 『자발적 복종』의 「군주의 
술책 - 유희적 인간」이라는 장에서 군주가 민중의 놀이
를 관리, 통제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의 불만을 자발적으
로 삼키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백성을 우둔하게 만드는 전제 군주의 책략은 아마도 리
디아 인민에 대한 키로스의 조처만큼 분명히 드러난 적
이 없을 것이다. 키로스는 어진 왕 크뢰수스를 친절히 
대접한 뒤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리디아의 수도 사르데스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사
르데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크고 작은 반
란을 일으킨다. 처음에 키로스는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
하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는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
하고 약탈하거나, 수비군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대신에 키로스는 사르데스에 많은 사창가, 술집 그리고 
도박장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 다음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온갖 별스러운 착상을 고안
해 낸다. 그것은 무장 봉기를 일으킬지 모르는 리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계
략이었다.
리디아의 선량한 사람들은 키로스에게 속아 넘어갔고, 
급기야는 키로스의 요구에 따라,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된다. 나중에 그들은 오로지 유희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43].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놀이를 조율하는 군
주의 술책은 종속계급의 정치적 저항 의식을 유희로 돌
려 그곳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현존하는 지배계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전략이다. 마르크스주의
자 알튀세는 “휴가나 축제는 즐거움을 주고 사회질서의 
일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다
음 ‘공식적인’ 휴가 때까지 기운을 되찾아 착취와 억압에 
견뎌나가도록 본래의 질서 속으로 되돌려놓는 역할을 한
다”[44]고 주장하였다. 알튀세의 이 주장은 어떻게 이데
올로기가 존속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답변으로써 제시
된 그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ISA)와 연계지어 생각
해볼 때 놀이가 지배계급 체제의 존속을 위한 이데올로
기적 재생산과 접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라 보에티의 놀이 개념과도 연장선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 보에티와 알튀세의 이러한 폭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놀이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목적
에 부합되도록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나쁘다거나 허약
하다는 것이 아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혁명가들은, 사
람들이 혁명을 원하고 일으키는 것이 의무 때문이 아니
라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가끔 잊어먹거나, 혹은 인정하
려 하지 않는다[45].”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은 오히려 놀이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물론 라 보에티가 제시하는 역사적 사례와 같이 지배
계급의 정치적 목적이 명시적으로 포착되고, 알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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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바와 같이 휴가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복무하
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놀이나 쾌락에 대한 다양한 욕망들 가운데 일부를 수렴
함으로써 지배적 헤게모니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하
는 문화적, 정치적 힘은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힘은 분명히 드러나는 속악한 의도를 갖고 대중의 
욕망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욕망을 자신의 체
계 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유연한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 고전적
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라 보에티나 알튀세의 논의가 
그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전략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전면적으로 배척될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바흐찐은 놀이가 지배계급의 이해에 따라 관리
되거나 조정된다는 반대의 입장에서 놀이가 지배계급의 
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질서를 추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바흐찐은 라블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세의 문화를 이
해하기 위해 민중적인 웃음 문화의 형식 가운데 하나인 
카니발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의식적-구경거리> 형식들은 완전히 이질적이고 비공
식적인, 특히 교회 외적이자 국가 외적인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 형
식들은 마치 모든 공식적인 세계 저편에, 모든 중세인
들이 많건 적건 참여했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았던 제2의 
세계와 제2의 삶을 건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
은 일종의 독특한 세계의 이원성으로서, 이에 대한 고
려 없이는 중세의 문화적 의식도, 르네상스의 문화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46].”

일반적인 구경거리에는 배우와 관객이 존재하지만 바
흐찐에 따르면 중세의 카니발에서는 그러한 구분은 사라
지며, 이 때문에 카니발은 전 민중적이라는 보편성을 획
득한다. “카니발은 연기자와 관객 사이의 구분을 알지 못
한다 …… 카니발은 관조(觀照)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이념적
으로는 전 민중적(全民衆的)이 되는 것이다[47].” 또한 카
니발기간 동안 카니발과 일상 사이의 벽이 허물어짐으로
써 “삶 자체가 놀이하는 것이고, 이 놀이는 잠시 삶 자
체”[48]가 된다. 이러한 중세의 카니발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는 반면에 
이와 대립되는 공식적 축제는 종래의 질서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과거를 퇴행적으로 본다는 중요한 차이를 갖는
다. 

보다 자세히 말해 공식적인 축제는 “종종 본래의 이념
과는 달리, 현존하는 모든 세계 질서의 안정성, 불변성, 
영원성을 현존하는 계층 질서를, 그리고 현존하는 종교
적, 정치적, 도덕적 가치와 규범과 금지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공식적인 축제는 “인간의 축제성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본질을 뒤바꾸고 왜곡”[49]한다. 이
와는 반대로 카니발은 “모든 위계(位階)를 파기”함으로써 
계급, 지위, 연령 등과 같은 위계 때문에 접촉할 수 없던 
사람들이 서로 거리낌 없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러한 중세의 카니발에 대한 바흐찐의 사유는 공식적 축
제와 카니발 사이의 진지함/웃음, 관념/육체, 수직적/수
평적, 정적/동적, 필연/우연, 결핍/풍요 등과 같은 몇 가
지 이항대립적 구조를 통해 요약된다. 

그런데 놀이에 대한 바흐찐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바로 근대의 미학이 배제한 육체성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바흐찐은 민중들의 웃음을 그로테
스크 리얼리즘으로 이론화하는데, 여기에는 근대의 미학
이 배제한 육체성이 핵심적인 요소로 도입된다.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속에서 물질․육체적 <본질적 요소 
stikhiia>들은 심오한 긍정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
는데 …… 물질‧육체적 원리는 여기서 보편적이고, 전 
민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즉 그러한 원리는 
세계의 물질‧육체적 뿌리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자기 자신 속에 고립되어 있고 감금되어 있는 모
든 것들, 모든 추상적 관념화들, 대지와 육체와는 무관
하게 단절된 의의에 대한 모든 요구들과 대립하고 있
다. 반복해 말하지만, 여기서 육체와 육체적 삶은, 우주
적이며 동시에 전 민중적인 성격을 띤다[50].

중세의 민중 문화를 긍정하는 바흐찐이 육체를 채택하
는 이유는 육체는 “개별성, 정신성, 이데올로기, 사회 등
에 선행하면서 신체의 기초를 이루는 생명의 물질성”으
로, 육체의 수준에서는 모두 평등하며 “통상적으로 일부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권력행사를 허용하는 특권과 
위계적 질서가 일시 정지”[51]되기에 문화적 보편성을 
기획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흐찐의 
기획은 “인간의 육체를 만물의 척도로 삼아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52]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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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바흐찐이 말하는 육체성은 격하나 저속화를 원

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생물학적‧생리학적으로 
이해되는 육체와는 무관하다. 그가 복권하고자 하는 육
체성은 고전적 육체가 표방하는 깨끗하고 통제되어 조화
를 이루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웃음 짓고 있는 임신한 
노파’ 조각상과 같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양면적 가치를 
가지고, 미완성이기에 정적이지 않은 육체이다[53]. 바흐
찐에 따르면 이러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은 종래의 질
서, 규범, 법칙에 도전하고 저항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이끈다. 왜냐하면 종속계급이 종래의 법적․윤리적․미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자체가 지배질서의 사회적 
통제가 얼마나 허약하고 억압적인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한편, 놀이와 권력에 관한 형이상학적 탐구들 중 비교
적 최근에 아감벤은 놀이를 통해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아감벤은 
성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인 종교를 “사물, 장소, 동물, 또
는 사람을 공통의 사용에서 떼어내어 분리된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희생제의를 “항상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으
로 이행하는 것을 인가”[54]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
면서 그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인간의 영역을 나누
는 분할선은 의례를 통해 분리되었으므로 의례를 통해 
세속의 영역으로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
스러운 것이 세속적인 것으로 이행될 수 있는 까닭은 놀
이의 유래가 의례에서 기인하는 까닭이다.

사실 성스러운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의 이행은 성스
러운 것을 완전히 부적절하게 사용(아니 오히려 재사
용)함으로써 일어날 수도 있다. 놀이가 바로 그것이다. 
놀이의 영역과 성스러운 것의 영역이 접하게 연결되
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
의 대부분은 고대의 성스러운 제의들, 넓게 말하면 종
교적인 영역에 속했던 예언 풍습과 의례에서 유래한다
[55]. 

아감벤이 말한 ‘성스러운 것의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생각하는 놀이의 핵심적 성격이 드러난
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질서를 맞
춰 대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에 부주의하게 대응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함” 즉 일종의 당위로 부여되고 
강요된 법칙의 준수(지나친 진지함)보다는 그 법칙을 가
지고 노는 것(때론 진지함을 넘어서는)을 뜻한다. 결과적
으로 아감벤에 따르면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노는 세속
화(profanazione)는 “권력의 장치들을 비활성화하며, 
권력이 장악했던 공간을 공통의 사용으로 되돌”[56]린
다. 요약하자면 아감벤은 신성성이라는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권력을 공통의 영역으로 하강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써 놀이를 도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호모 루덴스』라는 저작으로 놀이에 대한 인문학적 연
구 지평을 개척한 호이징아가 놀이를 통해 현실로부터 
성스러움이라는 상층을 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감벤
은 어떻게 성스러움을 공통의 영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지에 관심을 갖는다[57]. 호이징아가 참된 놀이를 통해 
현실에서 성스러움으로 상승하고자 한다면 아감벤은 성
스러움을 지시하는 의례를 격하시키는 놀이로 성스러움
을 공통의 영역으로 하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넓게 보
아 놀이를 통한 상승과 하강의 대비가 호이징아와 아감
벤 사이에 나타나며, 하강의 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감벤의 놀이를 통한 세속화는 그 지향성과 방법의 측
면에서 바흐찐의 논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탄생하여 성장해
온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콘텐츠를 학문
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는 21세기 놀이학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문화콘텐츠를 학문으로 수립하
기 위해 개념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놀이에 대한 철학적 개념 일부를 검토하였다.

놀이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놀이가 자신의 연관개념으
로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가
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놀이의 철학적 개념들
은 매우 다양하며 엄 히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의미와 관계가 깊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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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개념적 범주 즉, 모방(혹은 재현), 예술을 포함한 
미학, 권력(힘)을 중심으로 각각에서 놀이가 어떠한 의미
를 획득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감성, 예술, 지각, 인식, 교육, 우연, 
힘, 헤게모니, 계급, 종교, 의례, 육체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어 다채롭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놀이 개념의 이러한 다양한 활용법은 문화콘텐츠 연구자
에게 일정 부분씩 문화콘텐츠와 놀이를 관련시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놀이를 통해 문화콘텐츠학을 정립하기 위한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후의 연구과제
로 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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